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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인남자친구와잡담으로소일하며보낸다. 프란시스의유일한즐거움은화장실에난구멍

을통하여맞은편아파트의여자를훔쳐보는것이다. 그러던어느날집으로돌아오던프란

시스는 그녀를 소매치기로부터 구한다. 그녀의 이름은 로리아. 그녀는 이 우울한 청년에

게 호의를 느끼고 그를 집으로 초 한다. 그러나 프란시스의 병적인 인공포증은 호의를

거절하고훔쳐보는세계에만족한다. 하지만이따금씩만나는그녀는프란시스와비슷한점

이많다. 그녀는프란시스처럼채식주의자에다가이따금쇼크를받으면간질증세를일으킨

다. 그때부터프란시스는그녀가정말고기를먹지않는지감시하기위해계속해서그녀를

훔쳐본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벌어진다. 평소 프란시스의 어머니와 잡담하

던남자친구가어느날어머니를겁탈하기위해달려든다. 그런데그녀의가발이벗겨지고,

블래지어가가짜 음이드러난다. 그녀는흥분한나머지그남자를죽이고만다. 그녀는어

머니가 아니라 프란시스의 형이었으며, 외로운 프란시스를 위해 어머니 노릇을 해온 것이

다. 이제시체가문제가된다. 이웃들은날이갈수록썩는냄새가난다고항의하러온다. 형

은흥분상태가되어비 이탄로났다고매일난리를피운다. 게다가망원경으로 로리아를

감시하던 프란시스는 그녀가 자기 몰래 닭요

리를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

한다. 어느 날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분

명히 닭요리를 먹는다고 생각한 프란시스는

자기를 속 다는 생각에 총을 들고 그녀의 집

에 쳐들어간다. 하지만 어디에도 닭은 없고,

놀란 그녀는 간질발작을 일으킨다. 정말 프란

시스는 착각한 것일까? 그런데 우연히 그는

마루 양탄자 밑에 지하창고가 있음을 발견한

다. 거기에는무엇이들어있을까? 마지막장면에서놀라는프란시스의얼굴을보여주며 화는

끝난다. 온통 훔쳐보기로 가득 찬 이 화가 마지막 장면은 훔쳐보지 않고 미스터리로 끝내는

것은아주심술궂은유머이다. 그러나이미로와도같은 화는마지막순간동시에우리를윤

리적시험 로올린다. 올해는히치콕탄생1백주년이다. ▶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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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훔쳐보는기계장치이다. 그래서 화에는 훔쳐

보기의 기나긴 역사가 있다. 화의 아이리스(둥근 원

으로 화면을 가리거나 보여주는 방법)는 훔쳐보는 통

로이다. 그리고 마크 핸론의 <버디 보이>는 그 마지막

에서있는 화이다. 그걸마크핸론은솔직하게고백

한다. “나는 항상 훔쳐보는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이 화는훔쳐보기에관한 화는아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훔쳐보기로 시작한

이 화는 훔쳐보기 그 자체에 한 아이러니를 다

루기 때문이다. 우선 이 화는 종잡을 수 없는 방

식으로 전개된다. 새로운 화들이 부분 윈도우

형 이야기 구조의 매너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제 하

나의유행이되어버린느낌을준다. 한청년이이웃

집 여자를 훔쳐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쉽게 크

지쉬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사랑에 관한 짧은 필

름>을떠올리게될것이다. 그런데갑자기급선회하

면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을 닮아가기 시작하

면서 화역사안의장르적컨벤션을뒤튼다. 새로

운 인물들과 반전은 갑자기 데이빗 린치의 <이레이

저헤드>로변하더니주인공은마틴스콜세지의<택

시드라이버>를방불케만들어버린다. 그리고마지

막 순간에는 모든 걸 뒤집어엎는다. 이래도 괜찮을

까 싶을 정도로 끝에서 끝으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

화는 극한의 화(extreme cinema)의 포스트모

던한 유머이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결코 이 화

가마지막순간까지자기의톤을잃지않고신중하게

시침뚝떼고(그래서 화는너무나도진지하고어두

운그림자에갇혀있는데도시종일관웃음을참을수없

게만들면서) 이비균질적인윤곽안에서테마와가능성

이 서로 소멸하고 생성하면서 어긋나고 상이한 계열에

관한계열들을만들어낸다는사실이다.

프란시스는 외로운 청년이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아마 그가 말을 더듬기

때문이기도할것이다. 어머니는다리를사용하지못해

서거의 부분의시간을집에서텔레비전을보거나말

외로운 청년이 이웃집 소녀를 훔쳐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위험한 감정의 곡선이 아슬아슬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

한다. 마크 핸론의 <버디 보이>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과 크지쉬토프 키에슬로

프스키의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와 데이빗 린치

의 <이레이저 헤드>를 자유자재로 뒤섞는다. 마치 짐 자무쉬와 같은 우울한 감성 속에

서 유머와 넘쳐나는 B급 화 정서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성의 사운드와 이미지의 또 다른

형식의 퍽큐 시네마. 말 그 로 화광들을 향하여 엿 먹이는 자유분방한 상상력 극한 화

의또다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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